
아나톨랴 김의 『다람겪』 연구: 다람겪와 오보로챈-1} 

권 철 근 

아나톨리 김의 러시아 문단에의 입성은 문자 그대로 신속하고 확신에 찬 

것이었다. 특히 출세작 『다람쥐.!I (Belka, 1984)는 그의 존재를 문단에 과시하 

였고， 다양한 비평적 접근을 불러일으켰다. 아나톨리 김에 대한 비평가들의 

관점은 대체로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그의 소수 민족 출신임을 부각시키 

고， 이를 토대로 한 세계관과 우주관을 규명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그의 

한국계임과 불교적인 색채가 논의된다.2) 두 번째는 가르시아 마르께스 둥의 

중남미 문학파의 연계선상에서 도출되는 그의 환상문학과의 관계가 논의된 

다. 세 번째는 특이한 화법으로 인해 제기되는 서술기법 (narration)의 문제인 

데， 여기에는 바흐젠에 의해 논의된 폴리포니야(poliponüa)가 거론된다. 상기 

한 3가지의 특성은 아나툴리 김의 작품세계를 밝히는 각각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나， 단독으로는 그의 문학세계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 

그의 문학， 특히 『다람쥐』는 이러한 요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한 것이기 때 

문에 더욱 더 그러하다. 

아나톨리 김의 작품 속에 나타난 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적 정서의 효 

* 이 논문은 1994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대우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 
1) 여기에서 오보로첸(oborot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번역서에서 사용된 용어 ‘요 

괴인간’이 오보로첼의 개념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괴인간은 짐숭의 

내변을 가진 인간이라는 r다람취』의 오보로첸의 개념을 셜명하는데는 적당한 용어이 

나， 러시아인 고유의 민속적인 믿음， 즉 반인반수의 폰채로서 능란한 외형의 교체， 그 

리고 인간에게의 위협 둥의 초자연적인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다소 미홉한 감이 있다. 
2) Pavel Nerler 는 아나툴리 김의 산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Kim’s αD않 is 

unique in that here for the first time the Russian reader is exposed so explicit1y to 

the unfamiliar world of the Oriental (Buddhist) tradition". Vitali Kamyshev, "The 
lnfi미ty of a Fate", Soviet Literature, vo1.7, (1989), 재 언용， p.112. 아나툴리 김은 러 

시아 문단에서 활약 중인 키르기즈인 친기스 아이트마토프， 우즈빽인 티무르 풀라토 
프 등과 함께 3인의 재능있는 아시아계 소수민족 작가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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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조화는 그가 한국계 러시아인인 것으로 설명된다. 그리하여 비평가 

들은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비러시아적인 관념적 요소를 동방적， 한국적， 또 

는 불교적이라는 용어를 통해 해석한다.3) 그들은 그의 작품들 가운데서도 

『묘코의 들장미』， 『연꽃』 동을 특히 불교적 향기를 짙게 풍기는 작품으로 이 

해하였다Ii'다람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다람쥐』에는 기본적인 세계 

관 이외에도 다양한 불교적 세계관이 내포되어있기 때문이다.4) 

아나톨리 김의 작품세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몇몇 비펑가들은 중남미 작 

가들의 환상문학에 주목하였다. 특히 『아버지 숲.!l (Otets - les, 1989)의 경우 

도시화에 대한 불신감과 과학적 기계문명의 추구를 모티프로 사용한 것으로 

환상문학의 주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하였다.5) 그러나 『다림-쥐』에는 환상 

문학이 보여주는 강한 사회성이 존재하지 않는다.6) Ii'다람쥐』에는 환상문학 

의 ‘magical realism’보다는 이 작품의 부제가 지칭하듯， ‘roman - skazka’의 

요소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람쥐』는 ‘r않lism’보 

다는 ‘skazka’에 더 가까운 것이다. 그리하여 일단의 연구가들은 아나툴리 

김의 작품세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중남미 적인 환상 문학보다는 러시아적인 

“자연철학적 산문” 경향에 주목하여 자연철학적 산문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3) Vitali Kamyshev, 재인용， p. 112. 그러나 Vitali Kamyshev는 아나툴리 김이 노문학에 
소개한 불교적 전통은 academic Bud아니st tradition은 아닌 것으로 평가한다. p. 113. 

4) 비록 정통적 불교색채를 보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지라도， 인간과 요괴인간 사이 
의 관계， 즉 인간과 짐숭으로의 변신과 환원에 대 한 관념， 그리고 다랍쥐의 자유로운 

변용은 불교의 윤회관에 그 토대를 둔 것이며， 요괴인간의 출생의 비밀을 언급하는 

장면， 즉 기존의 영흔을 받아 태어난다는 개념 역시 불교적이다. 그리고 “대기 속에 

는…인간의 지식이 갑지할 수 없는 무선전파가 공간을 메우고 있는 것 같다”는 언급 
및 수채화가 노인의 말(馬)로의 환생 역시 불교적인 세계관을 표출하는 것이다. 아나 

툴리 김다람쥐.!l (권 철근역)， (문덕사:1994)， p. 314. 이하 제목과 쪽수만 표시합 
5) Natasha Kolchevska, "Father, Sons and Trees: Myth and Reality in Anatolij Kim' s 

Otets-les", SEEJ, vol.36, no.3 (1992) , p. 잃o. 

6) 대표적인 환상문학으로 간주되는 Garcia Marquez 의 r백년 동안의 고독』에는 환상성 
과 함께 커다란 정치성， 사회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Laurence M. 
Porter, "The P이itic외 Function of Fatasy in Garcia Marquez", The Centennial 
Revíew, vol. 30, no. 2 (1986), p. 198. r ct랍쥐a의 비 정치적 경향은 게오르기 아즈나 

우란의 이란에서의 죽음을 통해 상정적으로 증명된다. 회교혁명이 발발했던 이란에서 

게오르기가 오인되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f다람쥐』에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배경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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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였다. 인간과 자연， 인간의 세상에의 출현에 관한 사고(思考)， 인간의 

일상생활의 영원한 현실성에 대한 태도 둥은 자연， 우주， 다른 사람들， 삶과 

죽음，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악의 근원 및 인간성의 상숭 가능성 또는 추 

락의 위험성， 그리고 인류적인 재앙의 문제 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 

다.끼 그리하여 이러한 자연철학적 경향의 작품에는 의미심장한 잠언 

(pritcha) , 전설， 철학적 동화와 우화의 요소가 포함되어 특별히 효과적이고 

교훈적인 강조점을 갖게된다. 

『다람쥐』의 가장 현저한 구조적 특성은 여러 명의 ‘나’의 존재이다 r다람 

쥐』에는 4-5인의 각기 다른 ‘나’가 동장한다.8) Ir다랍쥐」의 서술기법을 연구 

함에 있어서 당혹스러운 점은 000 와 다람쥐의 관계이다. 다람쥐의 인간 

으로서의 모습은 o 0 。 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 o 。 의 목 

소리와 다람쥐의 목소리를 어느정도 구별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직면하게 된 

다. 이는 000 의 다른 세 친구로의 변용 또는 그가 그들의 행위를 아는것 

둥은 000 의 다람쥐화를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000 가 다람쥐 

이기는 하지만， 작품상 나타나는 친구들 간의 완벽한 내적 연결은 다람쥐의 

변용의 결과이다. 그리하여 다람쥐는 네 친구들의 정신적인 매개체이고， 이 

들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힘인 셈이다. 

이러한 관계는 이들이 제각기 발하는 ‘나’의 목소리와 연계되어 이 작품 

의 독특한 서술기법을 창조한다. 즉 이 작품의 서술기법은 4인의 목소리가 

동등한 힘을 가지게 되는 다성악(polyphony)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릴리 

아나의 목소리 역시 다성악적인 동등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변신 

과 변용을 통해서인데， 변신은 000 와 다람쥐 사이의 형태 변화， 변용은 

。 o 0 또는 다람쥐와 타자와의 관계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그리하여 화자 

의 문제에 있어서 변용을 통한 목소리는 다성악적인 효과를 갖는데 비하여， 

변신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전지전능한 화자를 동장시키는 측면이 강하 

7) Svetlana Semenova 는 러시아의 소수민족 출신 작가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민족정서 
및 문화와 러시아적인 요소의 혼합에 주목하여， 친기스 아이트마토프， 티무르 플라토 

프， 아나톨리 김의 문학세계에 나타난 자연철학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였다. 

Svetlana Semenova, V kJrudozhestveT1lWm mire naturfilosafskoi pro강" p. 1. 
8) 여기서 4-5인 이라고 함은 4인의 주인공， 즉 000 미짜 아꾸씬， 께샤 루빼찜， 게오르 

기 아즈나우란과 때로는 。 o 。 과 구분되는 다람쥐를 지칭한다. 그러나 그밖에도 릴 

리아나 역시 ‘나’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 경우 r다람취a에는 6인의 중요한 ‘나’가 등장 

하는 셈이나， 렬리아나는 ‘우려’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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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우리는 그밖에도 작품 속에 이러한 목소리들을 총괄하는 목소리 

(또는 또다른 전지전능한 화자 내지 작가)의 존재9)를 느끼게되는데 000 

의 목소리가 이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내적으로 분석해볼때 이것은 대 

체로 다람쥐의 목소리이다. 그리하여 다람쥐가 발하는 소리와 그 내용 둥이 

이 작품의 지향점이고， 그것은 모두 다람쥐에 귀착되어 조화를 이루게된 

다.10) 

『다람쥐』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변신과 변용의 능력 그리고 화가의 이야 

기로 시작된다. 이것이 이내 죽음의 문제로 연결되고， 우주관 및 세계관을 

설명하게 된다. 이후， 이를 토대로 하여 주인공들의 파멸의 이야기가 전개된 

다. 전체가 4부와 에필로그로 구성된 r다람쥐』의 제1부와 제4부는 모든 내용 

이 거의 수평적 균동성을 이룩하고 있는 구조이나 제2부와 제3부는 전체적 

으로는 수형적인 균동성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부에서는 미짜 

와 릴리아나의 이야기가， 제3부는 게오르기， 그리고 돌고래의 이야기가 중심 

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r다람쥐』의 서술기법은 다람쥐의 

변신과 변용처럼 현란하여 네 명의 ‘나’와 다람쥐 렬리아나의 ‘나’가 서로 교 

체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같은 귀절， 같은 문장， 같은 문단 내에서도 화자가 

서로 급박하게 교체되기도한다. 이러한 구조를 단순허 다성악적이라고 하기 

에는 너무나 애매모호하다. 왜냐하면 r다람쥐』에서 채택된 서술기법을 다성 

악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하기에는 그 구성이 너무나 치멸하기 때문이 

다. 다람쥐에서 달성되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의 음악적인 조화는 대위법을 

통한 긍극적인 조화로서 바로 푸가(Fugue)의 조화를 닮고있다. 그리하여 다 

람쥐의 서술기법은 막연히 다성악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음악의 푸가 기법의 

원용이라고 말하는 편이 보다 더 타당하다. 다성악은 대단히 추상적인 것으 

로서 푸가의 기법을 포괄하고있는 포괄적인 개념이기도하고， 푸가를 설명하 

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의미적 개념으로 축소되기도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다 

성악은 바흐젠 스스로도 분명하게 지적할 수 없었던 모호성이 담긴 용어로， 

9) 여기에는 다람쥐 외에도， 작품 전체를 총괄하는 전지전능한 화자(또는 작가)의 목소리 
의 폰재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 작품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34， 35쪽 그 

리고 이 작품이 끝나는 에펼로그 퉁이 대표적이다. 

10) 그리고 이것은 최종척으로 작가에게 귀착되는데， A Nemzer는 우리 - 네 명의 예술 

가 - 다람쥐 - 작가의 측면으로 해석한다. A Nemzer, 0 chem zhe pela belka, 
Líteratumoe obozreníe. vol.8. (1985).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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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구체적 사실의 지적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11) 더욱이 푸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 다성악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역설적으로 이 용어가 포함하 

고있는 대위법적인 기능의 훼손을 초래하고， 비중의 동둥성만을 강조하는 

부담을 안게되기도 한다.12} 그리하여 『다람쥐』를 단순히 다성악적이라고만 

칭하게 될 때， 이 때의 의미는 네 명의 주인공들의 비중이 동등함을， 그리고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의 동가성 만을 강조하는 것이 되어버려， 이 사이 

에 전개되는 대위법적인 요소13}와 독백적인 모습은 상당부분 희석되어버린 

다. 특히 1부의 여러 인물들을 통한 다양한 상황제시와 4부의 전담화자를 명 

시한 엄격한 분리의 경우 더욱 더 그러하다.4부에 명시된 다섯 명의 동둥성 

은 다성악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루메젠과 다람쥐의 장(童)은 대위법의 색 

조를 강하게 띄고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다람쥐가 계속 출현하는 것은 

그의 입장과 다른 이들의 각각의 입장 차이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막연한 다성악 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푸가를 지적하는 것이 설 

득력이 있고14) ， 이러한 사실은 작품 내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증명된 

다 15} 알렉산드르 솔제니츠인의 r암병동』과 같은 다성악적인 소설에서는·한 

11)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G때 Saul Morson과 닮γ1 Emers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Unwittingly creating still greater grounds for confusion, Bakhtin discusses 
polyphony in terms of dial앵ue， but he rarely tells us which sense of dialogue he 
has in mind. Other key terms are 외50 used inconsistent1y." G따y Saul Morson 뻐d 

Caryl Emerson, Mik1r:zil B짜htin: Creation af a Pro.었ics， (Stanford, C려: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이， p.232. 이밖에도 이 책에는 다성악의 모호성에 대한 상당히 

직접적인 언급이 폰재한다. p. 231. 
12) A. Nemzer, p. 31. r다랍겪』를 다성악의 측면에서 고려해볼때 r다랍쥐』는 네 명의 친 

구틀을 중심으로한 수평적인 성향이 도출된다. 이는 친구 상호간의 동둥성을 보장하 
는 요소가 됨에 비해 r아버지 숲J은 3대에 걸친 뚜라예프 가문의 이야기로서 수직적 

인 구도를 갖는다. 

13) 이것은 다성악의 의미를 생각해볼 때 역설적이기도 하다. 다성악이 대위법적인 요소 
를 갖는 것은 바흐씬이 r도스또예프스끼 시학』에서 지적한바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성악에서 나타나는 대위법은 본원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부차적이며 파쟁적인 요소 

이다. 

14) 푸가의 대위법적인 결합과 다성(음)악의 유사성은 바흐젠 이전에도 이미 지적되고있 
다.M 바흐챈 r도스또예프스끼 시학.!I(김근식 역)， (정음사:1988)， p. 33. 

15) r다람쥐』에는 저자 스스로가 푸가의 조회-를 언급하고 있다: “돌고래들의 교대와 이들 

이 함께하는 비상 속에는 둔주곡(푸가)의 법칙성이 있었습니다. 서로 어긋나는 멜로디 

의 뒤엉킴과 갑작스런 - 잘 울리며 환회에 찬 조화 말입니다. 이 바다의 여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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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사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만，l6) 『다람 

쥐』의 경우는 다양한 인물들이 한꺼번에 참여하기 보다는 몇몇이 필요한 경 

우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한다. 소수의 특정인물들이 참여하는 여러가지 경우 

의 결합이 『다람쥐』의 다성악인 것이며， 여기에는 대위법적인 기능이 강조 

된다. 그리하여 『다람쥐』가 추구하는 것은 제 1 차적인 의의가 등가적인 동 

동함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대위법의 조화로운 통합인 것이다. 이것이 각각 

의 ‘나’를 ‘우리’로 만드는 것으로， 이러한 노력의 정상에 위치하면서 네 명의 

주인공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다람쥐인 것이다. 더우기 이러한 ‘나’의 ‘우려’로 

의 조화 그리고 부분부분 폰재하는 전지전능한 화자의 출현은 독백적인 화 

자의 존재를 노출시키는 것으로서， 다성악적인 요소를 상당부분 감소시키 

는 역할을 하게된다. 

『다람쥐』에는 다양한 사건과 현상이 폰재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작품 

의 주제와 어떤 관련을 맺는가 하는 것은 복잡한 수수께끼와도 같다. 우리는 

푸가의 기법을17) 원용하여 이 작품의 주제부와 보조부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r다람쥐』는 문장의 구성이 대화이든 서술이든 간에 대화적 또는 대위 

적 구성이 중심이 되어있다. 그리하여 푸가의 기법을 이용하여 푸가에서 말 

하는 에피소드(Episode)를 분리해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최초의 대화적 구 

성의 문맥이 이어지는 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전개됨을 알 수 있다.18) 

가운데서 한 멜로디가 갑자기 분리되어 옆으로 방향을 바꾸더니 악보의 검은 읍표처 

럼 급히 뛰어올라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다람쥐， 239) 

“우리들 각자는 음악과 작곡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통일성으로 다랍쥐와 연결되 

어 있습니다 - 우리들의 목소리들은 겸손한 요괴인간의 특별한 정신적 노력에 의해 

소리를 내게 되었고， 다랍쥐의 가슴에 이런 노력을 하도록 명령한 출발점은 음악 작 

곡가의 창조적 영갑과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벨로디， 하모니， 그리고 

대위법의 기법이 그것들의 창조자와 연결되어있는것 처럼 다람쥐와 연결되어 있습니 

다 그렇지만 음악작품은 창조자의 현셰적 삶과 분리되어 제 스스로 살기 시작하여， 

마치 독립된 생명체처럽 시간에 따라 스스로의 오랜 여행을 해나가는 것 같은 경우가 

종종있죠." (다람쥐， 376) 
16) Donald Watt, ’'The Harmony of the World: Polyphonic Structure in Sol강lenitsyn's 

Longer Fiction", Modem Fiction Studies, p. 104. 
17) 본 논문에서 논의되는 푸가의 기본 원리와 구성원칙은 다음의 두 저작물들을 참고로 

하였다. 혜르만 캘러 r평균율 클라비어곡집~(하애자 옮김)， pp. 48-61. James Higgs, 

Fugue(송석준 역)， (현대음악 출판사， 1992). 
18) r다람쥐~， pp.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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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가 다람쥐에서 루빼씬으로 그리고 다시 다람쥐로 교체되기를 계속하다 

가 수채화가 노인과 루빼젠 간의 대화로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다 

람쥐가 화자가 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노인과 께샤 간의 대화가 삽입부분， 

즉 푸가의 에피소드19) 부분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다음 제시부 

를 늦추는 에피소드적인 장치가 뒤따르고 있는데， 슈란의 작은 아내 이야기， 

명변인간 이야기 o 0 。 의 아내인 나딸리야 보가뜨꼬의 이야기 둥은 푸가 

의 코데타(Codetta)20)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푸가 구성원칙의 원용은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연이어 나오는 릴리아나와 미작 이야 

기， 께샤와 릴리아나 이야기， 돌고래와 다랍쥐 이야기， 게오르기와 예바의 이 

야기 둥이 에피소드이고， 꿀벌 이야기， 변신과 변용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둥은 코데타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해준다. 이렇듯 푸가는 몇 개 

의 부분과 에피소드로 풀려나간다. 그리하여 몇 개의 제시부와 에피소드가 

전체의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하게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에피소드 

와 코데타에 관한 연구는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되고 주제를 간단히 증명하 

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푸가의 코데타로 간주되는 부분이 비평가들 

이 『다람쥐』의 핵심적 주제로 주목하는 ‘roman-skazka’를 구성하는 요소에 

포함된다는 사실로도 설명된다.21) 

이 작품의 에필로그는 푸가 기법의 백미를 보여주는 스트레토(Stretto)22) 

구성이다. 스트레토란 몇 차례의 에피소드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원주제에 

의한 푸가의 작업장이 만들어지는데， 이곳에서는 스트레토로 결합하게 된다. 

대답의 거리가 단축되어 주제와 주제가 예상 외의 결합을 이루어 작품 전체 

를 절정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페달(保速音， ped머)의 사용이 

특징이 되며， 페달 위에서 극치의 혼합기술이 펼쳐진다. 스트레토는 주제푸 

가 악절이나 그 중에서 일부분을 취하여 마련되어야한다. 이러한 푸가의 스 

트레토 기법이 에필로그에서 그대로 도입되어 나타난다. 즉 5 부분으로 분리 

19) James Higgs, pp. 54-63. 
20) 에피소드와 비슷한 꼴이 푸가의 응답 끝과 새로 둥장하는 주제 바로 앞에 놓이는 것 
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코데타로서 보통 선행한 벨로디의 연장이다. 코데타는 짧은 
길이의 소철로 다음에 재풍장하는 주제의 진입을 잠시 동안 늦추어 맛을 돋구게 한 

다. James Higgs, p. 54. 
21) A. Nemzer, p. 29. 
22) 스트레토는 3띠ngere" (가까이 당기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제와 웅답을 짧 

은 시차로 접근시키는데 쓰이는 용어이다. James Higgs, pp. 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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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에펼로그는 기능상 3둥분 될 수 있는데， 첫 두 부분은 주제적인 제시부이 

고， 세번째 부분은 에피소드의 스트레토적 제시인데， 가장 쉽게 눈에 려는 

스트레토이다.정) 마지막 두 부분은 푸가의 대단원이 되는 완결종지이다. 전 

체적으로 고려할 때도 전능한 화자에 의한 이 작품의 에필로그는 푸가의 긴 

박하고 밀도있는 스트레토의 좋은 예이다. 

r다람쥐』를 이해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은 짐숭과 인간 

의 문제인데， 이는 ‘정신활동의 영역’(noosfery)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공포하 

는 것이다. ‘정신활동의 영역’ 이론은 1920년대에 두 명의 프랑스 과학자 겸 

철학자인 P. Teilhard de Chardin 과 A. Leroi -Gourhan에 의해 제안되고， 아 
카데미회원 V.I. Vernadskü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것의 핵심은 인간의 창조 
속에 있는 특별한 이성의 영역인데， 이 이론은 진보 속에는 어떤 특별한 경 

향이 발견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입각하고있다. 즉 신경계통의 개선과 부단 

한 복합화인데， 이는 인간의 창조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더우기 이러한 상숭 

하는 경향은 그것의 발전을 인간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리하여 Vernadskii가 

확신하는 것 처럼， 인간은 만물의 영장， 창조의 정점이 아닌 것이다. P. 

Te파lard de Chardin 은 현재 형태의 의식과 삶 너머에는 필연적으로 초의 
식과 초월적 삶이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리하여 짐승과 인간 이외에 

제 3의 폰재가 요구되는데， 이것이 바로 『다람쥐』의 ‘진정한 인간’(vyss비1， 

IS마myi chelovek)인 것이다.강) 짐숭에게는 자연 그대로의 진실이 있을 뿐이 

어서 선과 악，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인칸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열악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선택을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짐 

숭 보다 더 나쁘고， 더 무섭다i'다람쥐』에서는 이러한 인간-짐승에게 오보 

로쩔(요괴인간)이라는 무서운 민속적 이름이 부여된다. 아나툴리 김에게 있 

어서 중요한 것은 의식， 정신， 창조적 변신을 향한 삶의 발전적인 지향과 이 

에 반웅하는 인간의 내면적 본성 그 자체로 부터 나오는 강력한 힘의 폰재 

이다. 이러한 본성의 중간에 관한 사상， 즉 짐승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신 

적이기도 한 인간의 모습을 한 짐숭적 폰재가 족제비， 사자， 해리， 돼지 동으 

로 표현되는 요괴인간인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과 표현된 짐승 사이에 비밀 

스런 연결이 작용하는데， 그 인간은 짐승적 과거의 표현이 된다. 

러시아 문학에 오보로젠oboroten ’ 요괴언간)이 둥장하는 경우는 귀한 

23) 여기에서는 슈란의 아내， 평변인간， 돌고래가 한꺼번에 연결되어 나타난다. 
24) Svetlana Semenovna, p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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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아니 다.똥) 19세 기 에는 곤차로프의 『오블로모프.1! (Oblomov) ， 20세기 초 

엽에는 자야틴의 “동굴" (Peshchera) 그리고 근래에는 라스푸틴의 r살아라 

그리고 기억하라J(Zhivi i pomnD 둥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작 

품에 나타나는 요괴인간은 『다람쥐』의 그것과는 그 궤도를 달리하는 것이 

다. 즉 『다람쥐』에서의 요괴인간은 사실상 보통인간을 가리키며 인간의 소 

시민성을 지칭하는데 비하여 다른 작품들에서는 인간에게 위해를 끼치는 

민속적인 믿음(Ii"오블로모프A)이거나，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을 지칭(“동굴" 

『살아라 그리고 기억하라.11)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요괴인간 

은 반인반수의 상태를 지칭하게된다. 그리하여 『다람쥐』의 요괴인간이 다양 

한 짐숭의 면모를 갖는데 비해， 여타 작품들의 오보로쩔 (요괴인간)은 특정 

동물， 특허 늑대의 형상을 갖는다. 오보로쩔 (oboroten’)에 관한 미신은 러시 

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다. 특히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널리 

퍼져있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대체로 그 지역에서 가장 무서운 짐숭을 대상 

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미얀마와 인디아 등지에서는 호랑이， 중국 • 한국 • 

일본 둥지에서는 여우와 호랑이， 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표범， 그리고 남아 

메리카에서는 자구아(jaguar)가 오보로첼(요괴인간)이 되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에서 대서양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에서 지중해에 이르 

기까지 늑대가 요괴인간이 되었다. 그리하여 노문학에서는 『다람쥐J 이전의 

작품에서 늑대가 요괴인간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r다람쥐』는 

이러한 요괴인간상을 새롭게 발전시켰다. 즉 다양한 동물들을 추가하여， 러 

시아 민속의 미신적 요소와 인간의 동물적 본성의 결합을 추구했을 뿐만 아 

니라， 불교적 윤회관과도 접목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다람쥐』의 요괴인간의 

개념 속에는 다양한 요소， 즉 과거의 믿음， 현실적인 인간의 삶，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사색이 반영된다. 

『다람쥐』의 세계관 • 우주관에 따르면 이 세상은 결국 요괴인간이 사는 

곳이다. 요괴인간이란 무엇인71-? 어떻게 출현하는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 아나톨리 검은 이렇게 답한다. 요괴언간은 인간 속을 배회하는 

데， 르네상스 시기의 예술가들은 포착가능하다. 그리고 다람쥐인 나도 요괴 

인간의 하나라고. 그의 요괴인간에 대한 관점은 계속된다. 

우리들(요괴인간-c.kJ은 많습니다. 숫자를 셀 수 없는 우리들의 무리는 

25) 오보로쩔에 관해서는 Chol-kun Kwon, "Anφ'ei as W잉'ewolf in Va1entin Rasputin’s 
Novel1a Live αui Remember". r슬라브학보』 제 1권 (1986) , p. 99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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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립없는 인간들과 짐숭들 사이에서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가 다 짐숭들 뿐인 다른 세계로 부터 옹 요괴인간-유령들입니다. 우리들은 
거기에서 죽었고 - 그래서 죽음의 터널을 통해 이쪽으로 빠져나와， 인간의 
아이들 속에 자리를 잡고는 스스로를 위해 그들의 번영을 조절해왔던 것입 

니다.(다람쥐， 26) 

이러한 언급은 그 반대도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아나툴리 김의 우주관 

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인간， 요괴인간， 짐승이 살고있는 이 세계인 인간계 

와 정반대가 되는 저세계언 짐숭계는 우주의 검은 깔때기인 블랙흘을 통해 

교통하고 있다. 이 블랙흘의 통과 절차는 죽음인데， 짐승계에서 죽어 이곳을 

통과해온 것은 인간계에서 인간의 모습을 갖게되나， 본질은 짐숭이어서， 인 

간의 형상을 한 요괴인간이 되며 반대로 짐승계에서는 본질은 인간이나 점 

숭의 모습을 한 요괴인간이 되는 것으로， 이는 불교적 윤회관의 다른 표현이 

다. 아나뜰리 김의 세계관은 이러한 불교적 윤회관을 차용하고 있으나 훨씬 

더 사실적이어서， 그는 요괴인간을 우리 인간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존재 

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 즉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인간파 짐승의 특정， 

또는 인간의 외면에 짐승의 내면이 숨겨져있음을 표현하는 장치로 활용한 

다. 그리하여 r다람쥐』에서의 요괴인간이란 소시민의 상징으로， 소시민성에 

대한 아나툴리 김 고유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26) 그리하여 작가는 요괴인간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소시민이라 불리는 요괴인간의 본질은 그의 생활에 있어서 최상의 가 

치 중심이 그의 창자에 었고， 그의 영원한 불안감의 토대는 - 허기진 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의 두려움 - 이것이 바로 외적으로는 사람들과 다르 
지 않은 이 폰재들의 엄청난 에너지와 훌륭한 진취성의 신세를 우리가 지 

26) r다랍쥐』의 요괴인간 모티프에 대해 Vitali Kamyshev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까le 

werewolf mo섭f in The Sq띠πel - is it a Ji따견ry phenomenon or a reflection of the 
obsδvable 앞ate of our spirit, of our moral s밍f-determination? Kim’s novel 
reflects, 1 believe, the things that are ordinarily oustA:회 from consciousness - 'the 
moming tram folklore' so familiar to any city-dwel1er, a philosophy of a kind, in 
which we - engineers, workers, students, teachers - 외1 turn into ’donkeys' ’ 
’h밍-es'’ ’camels’, ’elks’? It may well be that The Sq띠πel' s extended metaphor 
has a base not just in books but 머so in ev하yday philos<끼phy." Vitali Kamyshev,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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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상의 열성 또는 행정적인 재능의 발휘 

에 있어서는 위장에 대한 심각한 근심을 제일 높게 고려하여， 종종 그 존재 

들에게 제일 먼저 순종하게 됩니다.(다람쥐， 장8) 

11 

이는 요괴인간을 소시민성의 상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람 

쥐』의 세계에는 약간의 인간과 짐승 그리고 대부분의 요괴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람쥐는 사람과 요괴인간을 실수없이 구별해내는 법을 배웠으나， 

요괴인간과 인간의 싸움에서 어느 누구의 면도 들지 못한다. 그것은 다람쥐 

스스로 요괴인간이기는 하나 야수가 아니기 때문이고， 또 진짜 인간이 아니 

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도 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람쥐를 이런 식으로 요 

괴인간으로 부터 분리시킨 작가는 다람쥐로 부터는 요괴인간， 즉 소시민성 

의 특성을 제거한다. 다람쥐에게는 인간들의 만사태평하고， 본질적으로는 신 

적인 대담성이 없다(다람쥐， 95)는 언급이 바로 그것인데， 그리하여 다람쥐 

는 결국 요괴인간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가장 재능있고 순수 

한 ‘진정한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요괴언간의 노력은 ‘짐숭의 음모’라는 용어 

로 나타나는데， 게오르기와 노인의 다음 대화는 인간과 요괴인간의 상정적 

인 대화이다. 

-아， 저는 당신의 진정한 목적을 알 것 같군요. 당신은 누군가들 대신하 

고 있죠， 그래서 당신은 저의 믿음을 죽이도록 명령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 

죠? 

-당신이 어떤 추측을 하든 자유요 ... 하지만 나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는 똑같이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리다. 그렇소， 나는 당신의 믿음을 없애버 
리고 싶소.(다람쥐， 352-353) 

결국 이 세상은 요괴인간이 사는 꿋이다.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지만， 순 

수한 인간과 순수한 짐숭도 존재한다. 우리가 r다람쥐』를 읽을때， 짐승으로 

표현된 경우는 야수적인 속성을 띄는 경우를 보나， 인간으로 표현된 경우， 

특히 ‘진정한 인간’이니， 불멸언이니 하는 경우는 다만 ‘짐숭의 옴모’의 대상 

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짐숭과 인간운 대다수의 요괴인 

간을 중심으로한 구획정리적인 개념에 불과할 뿐이고， 순수한 인간과 순수 

한 짐승은 서로 등가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된다. 결국 우리는 요괴인간을 논 

해야하는 것이다. 요괴인간 역시 짐승 쪽에 가까워서 인간의 삶에 해를 끼치 

는 경우와 인간에게 무해한 순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r다람쥐』에 둥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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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을 분류하면 대체로 4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제 1 그룹에는 오소리， 
족제비， 맹견， 수캐， 폭스테리어견， 불독， 멧돼지， 암사자， 고양이， 쥐Z7)， 사냥 

개 둥 야수적 속성을 지년 것이 이에 속한다. 제 2 그룹에는 해마， 침판지， 

물소， 암닭， 해리， 비비 둥 인간의 동물에의 단순비교적인 것이 여기에 속한 

다. 제 3 그룹에는 비 야수적이고 순수하며， 온순환 동물인 다람쥐와 토끼， 

말 둥이 포함된다. 제 4 그룹에는 이 작품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표현하는 키 

메라， 반어반사， 털복숭이 인간 겸 짐승， 쥐 병사， 반수반인， 모르모트， 오랑 

우탄， 새앙쥐， 펼린(부영이) 등이 이에 속한다. 상기 동물의 분류에서 제 3 

그룹에 속하는 것은 ‘온순’， ‘순수’ 등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진정한 인간’들을 

표현하는데 반하여28)， 제 1 그룹에 속하는 것은 인간에게 위협적이고， 특히 

‘진정한 인간’들에게는 위험한 요괴인간들이다. 그리하여 미술학교의 오소리， 

릴리아나의 족제비， 예바의 암사자 등은 네 명의 주인공들을 파멸시키는 파 

멸적인 힘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에서 한가지 특기할 만한 상황은 다람 

쥐를 제외한 다른 세 사람의 주인공들은 특정 동물로 상징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짜의 경우 곰을 닮았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께샤의 경우 짐숭이라 

는 언급이 동장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동물은 언급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네 

명의 주인공들은 다람쥐로 상징되는 무해하고 온순환 요괴인간으로 대표되 

지만， 이것은 요괴인간적인 대비의 경우에만 그럴 뿐， 사실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요괴인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즉 요괴인간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인 

것이다. 예를 들어， 미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고， 허공에 그림을 그 

리는데， 이것은 진정한 예술로 평가된다. 그뿐만 아니라 미싹의 시공을 초월 

?:/) 겪는 설치목과 쥐아목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인데， 설치목은 두골과 교근의 형태의 특 
징에 따라 다람쥐아목과 쥐아목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쥐아목의 교근은 다람쥐아목 

보다 진보된 특징을 가지고있으며， 더 복잡한 턱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쥐를 진 
정한 인간에게 유해한 제 l 그룹에 위치시킨 것은 다랍쥐의 언급， 즉 “게오르기와 처 
를 묶어주고 있던 그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끈들을 마치 쥐들이 갑아먹어 버린 것 같 

았"(다랍취， 357)다는 언급과 이상한 섬에서의 게오르기의 경험 때문이다. 다람쥐의 

요괴인간적인 측면에서 볼때도， 쥐는 합당한 역할을 한다. 환경조건의 악화로 인한 타 
격에서 쉽게 회복하고， 변이성이 크고， 특수조건에 잘 적응하는 쥐의 생태는 세상의 

과도기적인 측면을 표현하는데도 적절하다. 그 뿐만 아니라 쥐에는 악마적인 기원에 

관한 전설이 많다. 쥐 r세계 대백과 사전.!l(동서문화사， 1994), 제25권. pp. 14795-96. 
28) 목수 꾸지마는 토끼로 표현되며， 수채화가 노인은 말(馬)로서 환생하는데， 둘 다 목수 
페브랄레프 처럼 온순， 순수라는 용어로 수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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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동 역시 요괴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진정한 인간’의 것이다. 께샤의 경 

우는 저 세계로 부터의 소식을 받고있다. 이것 역시 보편적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게오르기의 경험 역시 이 세상의 것을 넘고있다. 그가 이상 

한 섬에서 털복숭이 여인을 만나는 것과 노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가 보통 인간이 경험치 옷하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다람쥐의 변 

신과 변용을 통한 신비한 경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 

들은 모두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는 보통이 아닌 인간들， 다시 말해 요괴인간 

짐숭들의 읍모의 대상이 되는 ‘진정한 인간’들인 것이다. 이들은 모두 보편적 

이지 않은 경험과 능력의 소유자로서， 이 세상의 모두가 요괴인간이라는 큰 

명제 하에서도 이들은 요괴인간이 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다람쥐는 보면적 

인 요괴인간의 대칭축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제 1 그룹에 속하는 것들 

이 대표적인 사악한 요괴인간이자 짐승을 지칭하는 것들이 되는데(그리하여 

이 작품에서 언급되는 ‘짐승의 음모’는 이들의 음모를 지칭하는 것이 된다)， 

『다람쥐』에서 이 그룹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짐숭은 개와 족제비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족제비는 다람쥐의 대칭축으로 존재한다. 두 동물 사이의 외 

관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다람쥐가 소심성， 민첩성， 순수성， 친밀성， 그리고 

비야수성을 대표하는데 비하여， 족제비는 밤피리즘(vamp비zm)과 파괴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동물 생태학적으로도 증명된다. 다람쥐는 

쥐목 다람쥐과에 속하는 동물로서 대부분 주행성인데 반하여， 족제비는 식 

육목 족제비과에 속하는 동물이다29). 족제비는 성질이 사나워 먹이를 거칠 

게 공격하고， 잡아먹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단순히 죽이기 위해서도 습격한 

다. 먹이는 쥐， 개구리， 물고기， 새， 나무열매 둥이며， 닭 둥 가축을 습격하기 

도 한다. 동작이 기민하고 달리기를 잘하며， 혜염을 쳐서 먹이를 쫓아 물 속 

에 들어가거나， 나무에 기어오른다. 후각， 청각은 뛰어나지만 시각은 약해， 

주로 저녁무렵과 밤에만 활동한다. 다람쥐에 대한 족제비의 천적성은 릴리 

아나가 미짜， 께샤， 지찌네프 등의 파멸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다. 족 

제비 릴리아나가 다람쥐로 상정되는 ‘진정한 인간’들을 해치는 것은 자연법 

칙을 인간세계로 옮겨놓은 것이다. 

아나툴리 김의 소설에 있어서 창조성과 요괴인간의 모드는 두개의 보면 

적인 존재 형상으로 대비된다. 작가가 보는 요괴인간은 그의 진정한 동물적 

상태로 부터 최소한 외관상이나마 인간의 상태로 즉각 솟구칠 수 있고， 그리 

29) 족제비 r세계 대백과 사전~(동서문화사， 1994), 제24권， pp. 14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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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다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요괴인간의 근본은 이 

중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인간은 창조에 포함되어있고 정신적 

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는 그의 육체적인 죽음 후에도 인간의 이메 

지를 유지하게끔 운명지워져있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죽음 마저도 그를 변 

화시킬 수 없다. 

r다람쥐』는 네 명의 주인공들의 파멸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들은 순수하 

고， 가난하고， 재능있는30) 미술학교 학생들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이 

들의 파멸의 원인과 과정은 제각기 다르다. 이는 이러한 순수하고 재능있는 

인간들이 순수하지 못한 사회에서 파멸되는 다양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다. 이들의 비극은 그들의 파멸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인데， 이러한 

사실은 짐송들의 사회에서 야수적이지 못한 다람쥐라는 동물로 상징화되고 

있다. 

스케치 화가 미짜 아꾸첸은 돼지인 이그나찌 아르쥬쉬낀에 의해 살해되 

었다. 그의 삶은 그가 원치않는 수호천사 렬리아나 보리소브나에 의해 영향 

을 받았다. 플루우트 소녀 마리나를 향한 마음은 렬리아나와의 부정한 관계 

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순수한 사량을 지향하는 미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나， 그 소녀 역시 순수했는지는 의심스럽다. 이러한 미짜의 운명에 있어서 

여인은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띄게된다. 미짜가 보여주는 것은 그의 극빈 

상태 및 천부의 재능을 통한 순수성， 뾰족한 연펼， 렬리아나에의 반항 등을 

통한 진정성， 그리고 피살파 환생， 시공을 초월한 삶과 여행， 허공에 그리는 

영원히 남는 그립을 통한 영원성과 불멸성 등이다. 그리하여 미짜에 의해 대 

표되는 것은 순수하고 진정한 예술가의 초상이고， 그러한 예술가의 파멸이 

다. 릴리아나와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미짜의 현실적인 무력함과 그의 정신 

적인 순수성은 주변의 두 인물 렬리아나와 목수 페브랄레프에 의해 상정된 

다. 결국 미짜의 파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릴리아나인데， 그녀의 

족제비 본성은 밤피리즘을 상징하는 것으로 작품 전체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람쥐의 본성에 대웅하는 파멸적인 짐숭의 대표이다. 여기서 이 작품 

전체에 나타나는 다람쥐의 진정한 인간성과 족제비의 파멸적인 야수성의 대 

30) A Nemzer는 4인의 이름이 드미뜨리(Dmitrii)，인노낀찌(Innokentii)， 게오르기 

((ie(πgiD 그리고 。 00 c..……….……….“….“페. 
의 이름과 마지막 철자가 같은 단어 Ge띠ì(천재)를 제시하며， 이들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음을 설명한다.AN에lZel"，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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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관계가 구축된다. 그러나 미짜의 이야기 만을 고려해볼 때， 릴라아나에 대 

용하는 힘으로 나타나는 것은 목수 페므랄레프언데， 미짜의 그와의 교제는 

그의 불멸성을， 그리고 이후의 미짜의 불멸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페브랄레 

프의 불멸성은 그가 나자렛의 예수31)와도 같이 목수라는 사실로서 보충되 

고， 그리하여 그가 만든 관은 영원불멸의 상정이 된다. 결국 미짜의 파멸은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인간’， 진정한 예술가의 여인에 의한 파멸이라는 측면 

을，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순간적 공포와 우연성에 의한 파멸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젊은 시절의 뾰뜨르 1세를 닮은 께샤 루빼젠은 이상주의자의 정신분열로 

인한 파멸의 경우인데，32) 렬리아나와의 만남과 자살에 관한 논쟁33)， 시골의 

현황과 어머니， 그림 포기와 마구간지기， 그리고 정신착란의 종합판인 부바 

는 그의 따멸을 돕는 요소가 되고있다. 루빼첸의 경우는 그의 이상추구의 좌 

절이 몰고온 파멸로 정의된다. 사실 께샤는 어머니를 쫓아 선생님이 되려했 

31) r다랍쥐a에서 작가가 예수 그리스도 또는 기독교적인 현상을 염두에 두고있는 모습 

은 수시로 나타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에훨로그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 

은 언급이다. “역사의 따뭇한 습기로 인해 깨어난 요괴인간의 무리 속을 외로이 방황 

하고， 애수에 싸여있는 슬픔어린 눈 가운데， 열두 명의 먼지투성이 제자들에 둘러싹인 

구세주의 진지하고 젊은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자신이 지칭했던대로 인간의 아들은 

여러가지 기적의 도움으로 션의 정당성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 "(다랍쥐， 암7) 목 

수 페브랄레프의 순진무구성에 대한 묘사는 그가 유로디브이 (iU1떠ivyi)적인 인물이 

며， 그리하여 그가 ‘진정한 인간’에 속하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밖에 릴리아나가 유혹 

하는 목수 꾸지마 역시 토끼로 상정되는 순진무구한 인간이다. 
32) 께샤 루빼첸의 파멸은 부바의 존재로 상정되는데， 부바는 사실상 그의 넙적다리에 난 

종양이다. A Nemzer는 이를 ‘그의 정신착란의 태아(뻐兒)’로 간주한다.AN하nzer， 
p.29. 

33) 께샤의 렬리아나에의 매혹은 친구의 미망인에 대한 부도덕한 것이고， 께샤가 이를 느 

끼지 못했을리가 없다. 비록 께샤의 릴리아나에의 접근 원인이 진정으로 랄리아나의 

자살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께샤의 착오에 불과하다. 그것은 왜냐하면 

후일의 릴리아나의 행적은 그녀가 자살하지 않을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께샤의 렬리아나에게의 접근은 그가 렬리아나의 자살을 막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멋진 여인에게 매혹당한 시골뜨기 감자 대통령 께샤는 그리하여 갈둥을 느끼고 있었 
던 것으로 추갱된다. 이것은 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고， 렬리아나와의 자살 

혹은 죽음에 대한 대화의 결과， 하마트면 강제로 자살을 해야만 했을 뻔한 일은 그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모스크바를 떠 

나고 파멸의 길을 걷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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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는 선생님이란 모든 측면에서 현저하게 성숙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결 

론에 도달한 이상주의자였고， 학문 예술 체육 둥 모든 부문에서 성공적인 것 

같았다. 그는 시골에서 어머니를 도와 이상적인 교육을 실시하려했다. 그러 

나 시골의 여건면화는 이상추구를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변화시켰다. 그의 

모스크바 탈출인 시골행은 『의사 지바고』에서 유리 지바고의 바르이키노 잠 

적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패배를 상징하는 것이다.34) 그의 릴려아나와의 논 

쟁은 파멸로 향하는 이정표 구실을 하게 되는데， 시골은 그의 파멸을 촉진시 

킨다. 그가 모스크바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주변을 배회하는 것은 시골체류， 

즉 그의 패배에 쐐기를 박는 것이다. 그는 시골로 부터 탈출하지 못한다. 어 

머니 때운인데， 이것은 이 작품 각각의 주인공들의 운명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짐승의 음모’로 간주된다. 그가 시골 

에 갇히게 됨에 따라 이상은 사라지게되고， 정신세계는 이상을 상실함에 따 

라 황혜화의 과정을 거쳐 짐승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그의 가축과의 친밀성 

및 근접성은 이상 상실 및 정선적인 퇴화의 정표이다. 그의 정신병은 시골의 

같은 환경에서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용한다. 그리 

하여 정신착란을 상징하는 부바는 정신적인 비자주성， 철학적인 도덕주의， 

사고의 내적 필연성 등을 폭로하는 것인데， 여기서 아나툴리 김은 스스로의 

환상을 적의를 품고 바라본다. 플라톤과 P. Teilhard de Chardin에 대한 언 
급이 여기에 대한 예로서 활용된다.35) 

게오르기 아즈나우환6)의 경우는 부(富)로 인한 예술가의 파멸을 지적하 

는 것이다. 그의 경우에는 다른 인물들의 경우와는 딸리 주변에 부유한 두 

여인이 둥장한다. 아주머니인 부유한 화가 마로 데와 훨씬 더 부유한 백만장 

자 아내인 예바가 바로 그들인데 그래서인지 게오르기에게서는 애초부터 

미짜의 지독한 가난， 께샤의 촌스러움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예술을 포기하 

기 위해 부유한 미망인 예바와 결혼한 것은 아니나， 부유한 여인과의 결혼이 

그를 예술로 부터 떠나게 할 것임을 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여인에 대한 

34) Rene E. Fortin, "Home and the Uses of Creative Nostalgia in Doctor 간úvago"， 

M odem Fíction Studies, p. 206. Edward ]. Brown, Russian Líten따ure Since the 
Revolutí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p. 219. 

35) A Nemzer, p. 29. 
36) 게오르기의 경우는 다른 주인공들과는 달리 지소형인 죠라 보다는 정식 명칭인 게오 

르기가 더 많이 사용된다. 이는 미짜， 께샤의 미숙성， 퇴행성에 비해， 그가 소시민적인 

삶 속에서도 어느정도 성공한 경우임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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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이 그를 결혼하게하고 예술로 부터 멸어지게 만든다. 그는 타락한 예술 

로 돈을 벌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부자놀음 보다는 고향으로의 귀환을 

결심하게되고， 결국은 이로 인하여 회교혁명이 소용돌이쳤던 이란에서 죽게 

된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의 고향， 뿌리를 깨달음을 알고 그를 파멸시 

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시민성에서의 탈출시도가 그를 파멸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37) 게오르기의 이런식의 부유함에 의한 파멸 가 

능성은 이미 마로의 집에서도 있어왔던 것으로， 이것은 냉장고에 가득찬 음 

식물의 언급에서 상정화되어 있다.38) 게오르기의 파멸의 또다른 원인은 여 

인 또는 여인에 대한 사랑인데， 이는 미짜의 릴리아나， 께샤의 릴리아나와 

어머니 o 0 。 의 사랑하는 여인과 연결되는 것으로， 파멸적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게오르기의 경우는 부와 여인에 의한 재능의 파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다른 것은 그의 경우 다른 세계와의 

접촉이 많다는 점이다. 다른 두 사람이 다른 세계 또는 짐숭의 음모의 희생 

양이 되는데 반하여， 그는 그러한 세계의 폰재를 보여주고 어느정도 증명하 

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다람쥐』는 다람쥐에 의해 예지되는 것을 게오르 

기가 그것의 존재를 보여주고， 미짜와 께샤가 그것의 희생물이 되는 구조이 

다. 

。 o 0 의 경우는 특이하다 000 의 파멸은 000 의 죽음이라기 보다 

는 그의 내부에 있는 다람쥐의 죽음， 즉 짐숭의 죽음이고(그러나 사실은 ‘진 

정한 인간’의 죽음이다) 그에게 있어서 일체로 나타났던 。 o 。 과 다람쥐의 

분리이다. 그러나 o 0 。 에게 있어서 다람쥐의 죽음은 비록 살아었다 할지 

라도 다른 친구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o 。 의 파멸이라 할수있다. 다람 

쥐의 살해는 자신에 의한 자신의 파멸이고， 이 사회에서 그와 같은 인간이 

견딜 수 없음을 나타내는 정표이다. 이는 다람쥐의 소심성， 예지성을 제거하 

고 인간의 소시민적인 안락추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소시민적인 삶의 위험 

성에 대한 경고이다. 그는 다람쥐를 죽임으로써 예지 예언력을 상실할 것이 

고， ‘짐숭의 음모’를 모르는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니， 그것 보다도 다람 

쥐의 제거는 그 자신의 소시민화， 즉 긍극적인 요괴인간화를 지칭하는 것이 

37) 게오르기의 이런 측면에 대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존재한다. “황금덩어리로 
살해 당한 그 청년은 이미 부활하여 두 발로 일어나서 제 앞에 서 있습니다."(다람쥐， 

잃5) 

38) 다람쥐.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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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람쥐를 위시한 주인공들의 파멸은 ‘짐승의 음모’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들 네 명의 근본적인 원죄는 그들이 인간-짐승에 속하지 않고， 세계와 자 

기 스스로의 창조적 완성이라는 이념 속에 존재하며 언간성이 성숙한 ‘진정 

한 인간’들에 속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인간-짐승， 즉 요괴인갇은 인간 본성 

의 불변성， 미완성일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이기주의， 증오， 상호적대와 

죽음을 상정화하는 것으로， 바로 이러한 것들에 자신의 존재이유가 있는 것 

들이다. ‘짐숭의 음모’는 요괴인간들이 진정한 인간들에 의해 달성되어 자신 

들을 위협하게될 진정한 인간성의 새로운 의식， 새로운 싹을 파괴하는 작업 

인 것이다.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개개의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짐숭의 

음모’의 본질에 대해 언급한다. 

그래서 다람쥐가 짐숭의 음모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은 두꺼비같은 식 

욕으로 등에의 운명을 삼켜버리고도 사레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짐숭은 요 

괴인간들의 세계적 음모를 파혜치고 비방과 중상모략으로부터 인간의 명 

예를 지켜내고 싶었지만， (음모는 개개의 인간들 속에서처럼 바로 그 스스 

로 속에 녹아있어서 - c.k.)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노화과정을 다 

룰수 없는 것처럼， 혼자서는 이 음모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랑취， 378) 

다람쥐， 요괴인간(oboro않n’)， ‘짐승의 음모’ 등에 대한 논의는 우리를 

‘rom하l-skazka’의 세계로 내닫게 한다Ii'다람쥐』는 알렉산드르 푸슈킨의 에 

피그라프 - “다람쥐는 노래를 부르네 ... "39) -로 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민속 

적 • 환상적 • 동화적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때) 그리하여 하나의 축에는 민속 

39) 푸슈킨의 이 귀절은 그의 “skaska" 에서 5회 반복된다. A S. Pus빠dn， Skazl‘a 0 

tsare saltane, 0 syne ego slavnom m맹lchem bogatyre krùaze gvidone 
saltanoviche i 0 prekrasnoi tsarevne lelx최i， Izbrannye so<찌ineniia v dvukh tom뼈l 

(tom 따vyD， (Moskva: 암lUdozhestvennaia literatura, HJ78), pp. 잃4， 많5， 637， 646, 
648. 

40) 이 작품의 “roman-skazka" 경향을 돕는 것으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돌이 거론된 
다. 에피그라프， 슈란의 작은 아내， 이차원의 평변인간， 블랙훌과 죽음， 요괴인간， 변신 

과 변용， 이 세계와 처 세계， 혜시OeshiD， 우주인과 투명인， 환생， 시간과 공간의 초월， 

분신의 출현， 수호천사， 이상한 섬， 마법의 수정， 미짜의 그렴과 시공의 초월， 수채화가 

노인과 말， 페브랄혜프와 비상(飛爾) 등 거의 대부분이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지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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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주가 자리잡고， 다른 축에는 아이러니와 주인공들의 공적이 자리 잡는 

다. 이러한 두 축 사이에 ‘roman-skazka’가 위치한다 r다람쥐』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roman-skazka’의 요소는 전술한 바와 같이 푸가의 코데타에 해당 

되는 부분인데， 에펄로그에서 스트레토가 되어 다시 나타나는 대표적언 몇 

장면을 고찰해보자. 

먼저 슈란의 작은 아내 이야기는 인간의 행복과 비밀 그리고 무력함에 

관한 이야기이다. 다른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 역시 환상적인 세 

계관을 배경으로 하고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이차원의 명변 

인간의 이야기와 함께 이 이야기는 죽음， 블랙 흘， 블랙 흘의 통과의식인 고 

통， 저 세계의 폰재， 영혼의 형성， 출생의 진려， 요괴인간 동의 배경이 되는 

세계관을 증명하는 이야기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여 슈란의 아내 

와 같은 환상적인 작은 키의 여인이 탄생하며， 이차원의 평변인간과 같은 앞 

뒷면만 폰재하고 옆면은 폰재하지 않는 평평한 인간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가? 여기에 대한 아나툴리 김의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저 세계에서 죽어 이 

세계로 블랙 흘을 통과해 올 때， 어찌 이 보다 더 이상한 형상인들 만들어지 

지 않겠는가라는 것이다. 명변인간에 대한 묘사에는 “이 곳 사 람 의 얼 굴 

이 아 니 었 습 니 다"(다람쥐， 3이라는 언급이 발견되는데， 슈란의 아내 이 

야기가 병변인간 이야기 직전에 나타나는 작품 내에서의 서술위치의 근접성 

은 슈란의 아내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치로 간주된다. 

펑변인간과 슈란의 아내 이야기의 인접성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에필로그에 

서도 또다시 연계된다. 에필로그에서 명변인간은 갈가마귀의 발톱에 달려 

날아가고 있는 작은 인형같은 슈란의 아내가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지독한 우수에 잠긴채 물가에 앉아서 침을 뱉으며 무관심하다. 여기에 대해 

전지전능한 에펼로그의 화자는 “그는 겨우 2 차원 속에서 살고있고， 그래서 

거 기 에 는 마법과 동화를 위한 자리가 없"(다랍쥐， 379)다고 말한다. 이것 

은 역설적으로 마법과 동화가 없는 세계는 이차원의 공포， 슬픔， 공허감이 

충만한 세계이고， 그러한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묘사된 바와 같은 명면인 

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명면인간을 수식하는 단 

어인 ‘공허함’이라는 용어는 몸통의 절반이 찢겨져나간 다람쥐가 느끼는 죽 

음의 기억과 연결되는 단어이다. 작품 속에서 다랍쥐에 의해서 곧잘 표현되 

는 ‘숲 속의 텅 빈’， ‘공허한’， ‘파멸적인’ 둥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결국 

죽음의 동의어인데， 그러한 사람이 사는 세상은 죽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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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가 바로 요괴인간의 세계인데， 언제나 처럼 의식 

조차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세계가 그런 세계가 아니라고는 이무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41) 평변인간 그 자체에는 마법과 신화를 위한 장소가 없 

으나， 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법과 신화를 보여주면서['다람쥐』의 

‘roman-skazka’를 ‘roman -pritcha’로 만들어 나간다. 

바지를 입은 돌고래의 환상적인 이야기는 ‘skazka’적 바탕을 통해 제시하 

는 인간세계에 대한 ‘roman-pritcha’이다. 이 이야기는 돌고래의 도주와 다 

람쥐와의 만남， 돌고래의 그립연습과 재능발휘， 그림의 성공， 세몬 니꼬지모 

비치 나쉬보치낀으로의 변신과 결혼， 거드름， 관료로서의 출세지향， 그리고 

몰락 및 바다로의 귀환으로 구성되어있다. 돌고래의 이야기에 대하여 화자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리석은 친구 ... 파도를 타고 질주할 수 있는 자신의 자유를 그것은 무 
엇으로 바꾸었을까요? 그것에게는 정말로 자유가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일까 

요? 회회닥닥하는 그것의 아가리 속으로 인간들이 던져주는 썩은 생선 몇 
마리가 정말로 그 푸른 자유보다도， 또 은빛 청어떼를 맹렬히 추격하는 것 

보다도 더 의마가 있을까요?(다람쥐， 184) 

이것은 돌고래 우화의 핵심이 돌고래의 자유와 인간의 굴종임을 보여주 

는것이다. 그러나 인간세계는 돌고래가 생각했듯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돌고래는 인간에서 돌고래로의 역행변화를 거친 후 바다로 되돌아 

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 o 0 의 동물， 즉 다람쥐 죽이기에 상반되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통일한 사상이 둥장한다. 다람쥐는 돌고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단순히 인간을 죽이는 것 만으로도 충분해. 게다가 반드시 다른 인간을 

죽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제 스스로에게 있는 인간이라도 괜찮지. 

너를 비이성적인 동물에서 정신적 존재로 은밀히 변형시킨 모든 걸 거부하 

고， 포기하고， 없애버리는 거야. 너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행동할 수 없게하 

는 인간의 수치심을 거부하고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너의 동물적 존재의 

41) 여기에 대해 r다람쥐』의 화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겨우 2차원 속에서 
살고있고， 그래서 거 기 에 는 마법과 동화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는 목을 매달 

아도 모를 심한 우수에 짖어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래왔던 그런 상태를 

의 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 다." (다람쥐， 37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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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이 명 령하는 대로만 행동하는 거야.(다람쥐， 245) 

이것은 다람쥐를 방문한 숲의 전령 펼련이 다람쥐에게 하는 말로 다시 

재현된다. 몸 속의 모든 동물적인 것을 몰아내고， 인칸이 되기로 결심한 다 

람쥐에게 필련은 “넌 다람쥐를 죽여야만 한다. 다만 다람쥐 한 마리다 - 그 

게 전부고， 넌 자유다. 바로 그것으로 너는 네 포기문서에 자필서명을 한 셈 

이될테니까…" (다람쥐， 368) 라고 말한다. 돌고래 이야기는 다람쥐 이야기 

의 전조(foreshadowing)인 셈이나， 바다로 되돌아간 돌고래는 행복과 자유 

를 찾고， 다람쥐를 죽인 o 0 。 은 소시민으로 인간적 굴레 속에 살게된다‘ 

인간이 되기를 시도했던 돌고래는 인간이 되기를 포기했고， 다람쥐로 상정 

되는 ‘진정한 인간’이 되고자했던 다람쥐는 다람쥐가 되기를 포기한 것으로， 

둘 다 인간 세상에 대한 우화인 것이다. 

자신의 내변에 있던 다람쥐를 제거한 000 는 이제 비로소 인간이 되었 

다고 한다. 산술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의 내부에 인간과 짐숭이 공존했는 

데， 짐숭이 제거되면 인간 만이 남게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게 

믿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설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다랍쥐가 보 

여준 이메지가 순수함 진정성 비야수성이었기에 다람쥐는 보통 인간보다 

더 이상적인 인간의 요소를 담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다람쥐의 죽음의 의 

미는 세상에서， 아니 작게는 。 o 。 에게서의 인간적인 요소의 말살을 의미 

하는 비극척인 이야기이다. 그의 다람쥐 제거는 。 o 0 가 행하고 만나는 모 

든 것과 관계가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작품의 모든 이야기가 그러한 파 

국을 향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가장 긍극적인 비극은 다람쥐의 죽음이다. 다람쥐가 ‘진정한 

인간’을 상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진정한 인간’의 죽음을 말하는 것 

으로 한없이 순수하나 비관적인 작가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범주에 머물지 않는다. 다람쥐가 인간이 되기위해 자신의 폼 

속에 있는 다람쥐를 죽이는 것은 인간의 요괴인간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작 

가는 자신 속의 ‘진정한 인간’을 죽이고 소시민이 된 미짝， 께샤， 게오르기， 

그리고 다랑쥐를 긍극적으로는 파멸시킴으로서 정별한다.42) 이것의 함의는 

42) A Nemzer는 주인공들의 파멸을 정별적 차원에서 보지않고， ‘진정한 인간’의 비극의 
차원으로만 간주하는 것 같다. 그리하여 게오르기 아즈나우란은 백만장자 여인과 테 

혜 란에서의 총탄에 의해， 미짜 아꾸씬은 공포와 수금원의 총탄에 의해， 께샤 루빼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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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세상의 요괴인간화에 대환 경고인데， 이는 다람쥐의 현란한 변신과 

변용， 그리고 에피그라프에서 처럼 다람쥐의 노래에 의해 달성된다. 

『다람쥐』는 다람쥐인 000 의 이야기이자， 다람쥐에 의해 연결되는 ‘우 

리들’， 즉 네 명의 예술가들의 이야기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람쥐에 의해 

연결되는 ‘우리들’은 ‘짐숭들의 음모’의 대상이 되는 ‘진정한 인간’들인데， 이 

는 。 o 0 을 제외한 다른 3인의 경우에 동물적 수식어가 발견되지 않고， 다 

람쥐의 경우에도， 다람쥐의 보통인간， 즉 요괴인간과의 구별성으로 입증된 

다. ‘우리들’은 요괴인간에 속하지 않는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인하여 ‘짐승 

들의 음모’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요괴인간이 보통인간의 메타퍼라는 사실 

을 감안할 때， 이 세상에 ‘진정한 인간’이 생존하기 어렵다는 메세지를 전달 

하는 것이다. 

미짜， 께샤， 게오르기， 다람쥐의 파멸에서는 이들이 진정한 예술가들이기 

는 하지만， 짐숭의 음모로 통칭되는 요괴인간의 음모로 인하여 요괴인간화， 

즉 소시민화의 과정을 밟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 o 0 。 의 내 

면의 다람쥐 제거 역시 ‘진정한 인간’의 제거 및 소시민화라는 측면에서 공 

통적이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은 파멸이 아니라 불멸을 지향하는 것이다. 아 

나톨리 김은 이들의 불멸에 대한 외적 장치로서 푸가의 조화를 도입하였다. 

즉 푸가의 기법은 이 작품의 음악적 조화를 보여주는 외적 장치인데， 이는 

진정한 예술가들이 보여주는 진정한 미술의 불멸성이라는 내적 장치와 연결 

되어 예술의 영원한 생명 즉 불멸을 지향하게 된다. 이러한 불멸에는 작가 

에 의해 창조된 문학도 포함된다. 아나툴리 김은 이러한 불멸을 무시간성을 

통해서도 서로 연결한다. 그리하여 이 작품의 우주관의 근본이 되고있는 블 

랙흘의 무시간성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예술의 무시간성 내지 불멸을 표 

현하는 내적 장치 가운데 하나가 된다. 

『다람쥐』에는 이원적 가치관이 폰재하는데 이는 다람쥐의 진정인 성향 

과 요괴인간성으로 표현된다. 다람쥐의 진정인 성향은 그에게서 보통인간의 

소시민성을 제거함으로서 달성되었고， 요괴인간성은 다람쥐의 소심성과 조 

심성으로 표현되는 소시민성에 의해 달성된다. 미짜는 예술을 포기하였고， 

께샤의 이상은 좌절당했고 게오르기는 부와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족제비 여인의 사악한 의도와 시골에서의 고독으로 인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람 

쥐인 。 o 。 는 일상생활에 의해 파멸당한 것으로， 그리고 이들의 운명은 ‘짐숭의 읍 

모’인 것으로 이해한다. A. Nemzer,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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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되는데， 다람쥐의 다람쥐 살해는 이 3 가지 경우를 포괄하는 소시민화， 

즉 요괴인간화의 정표이다. 그리하여 다람쥐는 작가의 바램과 우려 그리고 

정벌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다. 

『다람쥐』의 세계에는 짐승， 인간， ‘진정한 인간’의 세 개의 세계가 폰재한 

다. 이러한 세계관의 토대 위에서 인간은 오보로첼(요괴인간)으로， ‘진정한 

인간’은 다람쥐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다람쥐의 죽음은 ‘진정한 인간’의 멸망 

이자， 현세는 ‘진정한 인간’이 존재하기 어려운 요괴인간의 세상임을 나타내 

는 우화가 된다. 다람쥐가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 바로 여기에 다람쥐가 

부른 노래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OABSTRACTO 

5eJIKa H 060POTHH B pOMaHe "5eJIKa" A. KHMa 

KBOH 4eJlb K꾀H 

KpHTHyeCKOe OTHOmeHHe K AHaTOJlHH KHMy neJlI’TCR Ha TpH qaCTH. 

nepBoe BHHMaHHe OÕpa~eHO Ha ero 3THOrpaφHyeCKOe npOHCXO~neHHe ， 

TO eCTb ero KopeAcKyro KpOBb H õynnHAcKyro oKpacKy. BTOpOe 

BHHMaHHe OÕpa~eHO Ha ero CBR3b C ro~Ho-aMepHKaHCKO때 JlHTepaTypeA, 

rne RPKO Bμpa~aroTcR YepT꾀 TaK Ha3 b1BaeMOA φaHTaCTHqeCKO때 

JlHTepaTyp꾀 B nOCJlenHeM nOnYëpKHBaeTCR ero OCOÕeHHblA THn 

nOBeCTBOBaHHR. Ho YTOÕ비 nOHRTb He-pOCCHAcKHe H HneAHμe MOMeHTbI, 

TO eCTb, TaKHe Be~H ， KaK npeBpa~eHHe H nepeBOnJlO~eHHe Me~ny 

yeJlOBeKOM H 3BepeM, nepepO~neHHe nOCJle CMepTH, Jlyqme nOJlO%HTbCR 

Ha õynnHHcKOe MHpOB03peHHe, qeM ~aHTaCTHqeCKHA peaJlH3M. 

CaMaR ÕOJlbHaR CTpyKTypHaR OCOÕeHHOCTb "5eJlKH" 3aKJlroyaeTCR B 

cym.eCTBOBaHHH MHOrO'-lHCJleHHOrO "51". BeJlKa H ero l1py3bJ'l nO '-lTH 

HapOBHe COenHHeHμ nyTëM npeBpa~eHHR H nepeBOnJlO~eHHR. Ho 3TOT 

npHëM MO~HO Ha3BaTb He CT70JlbKO "nOJlHφOHHeA" 5aXTHHa, CKOJlbKO 

”φyro때" My3 b1 KH. HMeHHO Yepe3 "φyry" pa3Hble 3nH30nbl 3TOrO 

npOH3BeneHHR HanpaBJleHbI K onHoMy nyHKTy. 

B OTJlHYHe OT nOBeCTBOBaHHR, B CepenHHe TeMbI HaXOnHTCR nOHRTHe 

"oõopOTeHb". Ho no CpaBHeHHro C npyrHMH npOH3BeneHHRMH llPyrHx 

nHCaTeJleA, rne nOKa3 b1BaroTcR COBCeM BpenHOe nOJly-3BepHHOe 

cy~ecTBo B BHlle nOJly-qeJlOBeKa H nOJly-BOJlKa, TyT nOnqëpKHBaeTCR 

oõopOTeHb B OÕpa3e "Me~aHHHa". To eCTb KHM CMOTpHT Ha pRlloBoro 

yeJlOBeKa, KaK OÕOPOTHR , KOTOpblA BKJlroqaeT B ceõe Me~aHcKyro 

HneOJlOrHro. nO MHpOBo3peHHro KHMa, B 3TOM CBeTe cy~ecTByroT TpH T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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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mecTBa -3Bepb, 060pOTeHb, H HCTHHH찌까 'leJIOBeK , KOTOpbl꺼 .H BJI.lI eTC.H 

COBceM n06pblM H 'leCTbiM cymecTBOM. 3TOMy HCTHHHOMy 'leJIOBeKy 

cy*neHO nOnBepraTbC.H r‘ HÕeJIH H3-3a 3arOBOpa OÕOPOTH.H. B OTJIH'lHe 

OT 3BepH, KOTOpμ때 He 3HaeT pa3JIH'lHe Me*ny nOÕpOM H 3JIOM, 

oõopOTeHb rOpa3nO CnaCHee H CTpamHee B TOM, 'lTO 3Ha.ll, 'lTO noõpo H 

'lTO 3JIO, OH MO*eT BbiÕμpaTb xynmHR BapHaHT. 

5eJIKa TO*e OÕOpOTeHb, TaK KaK OHa TO*e npHeXaJIa B 3TOT M“P B 

BHne 'leJIOBeKa 'lepe3 "'lepHYIO n바py" ， KOTOpa.ll COenHH.lI eT 3TOT MHp C 

TeM MHpOM, rne *HByT TOJIbKO 3BepH. Ho KHM JIHmaeT eë 3BepHH버e 

'lepT버 H neJIaeT eë HCTHHHbiM 'leJIOBeKOM. npH'lHHa rHõeJ1eR 'l eTμpëx 

repoeB, KOTOpbie 'lepellyIOTC.H B OÕpa3e ÕeJ1KH, n03ToMy, OÕ03Ha'laeT 

Tparelll까o KpOTKHX, 1l0ÕPWX, TaJ1aHTJ1HB비X J11011e때， KOTOpble BCe BpeM.H 

'lyBCTByIOT llaBJ1eHHe B 3TOM 3J10M OÕmeCTBe. 

Ho TO, 'lTO MHT.H ÕpOCHT HCKyCCTBO, HlleaJ1 KHmμ nOllaBJIeH, feOprH까 
norHÕBaeT H3-3a CTpaCTH K ÕOraTcTBy H *eHmHHe, rOBOpHT 

ollHOBpeMeHHO, 'lTO H B Oõpa3e õeJ1KH nOKa emë Cnp.llTaHa OnaCHOCTb 

npeBpamaTbC.lI B 060POTH.H, MemaHHHa. n03TOMy rHÕeJ1b ÕeJ1KH OTpa*aeT 

õecnoKoRcTBO KHMa 06 3TOM MHpe, rne npOQBeTaeT 060poTeHb H rlle 

HCTHHHOMy 'le J10BeKy O'leHb HeJ1erKO *HTb. 


